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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북한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Can North Korea Control Its Nuclear Weapons?
The Wall Street Journal | Ankit Panda | Nov. 25

북한핵무기는 그 자체로 가장 주목받았었지만,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된 만큼 핵지휘통제통신(NC3)체계의 질 및 구조는 북미간의
불안한 공존과 핵 참사 간의 간격이 될 것임. 특히 북한의 핵기술은 바이든 차기행
정부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임. 대북 타격은 김 위원장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핵보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참수작전을 포기해야 함.
https://www.wsj.com/articles/can-north-korea-control-its-nuclear-weapons-11606326630

2. 한국기관, 북한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수도를 폐쇄했다고 말해
South Korea Agency Says North Korea Executed People, Shut
Capital
Voice of America | Associated Press | Nov. 27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그것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한 2명에 대한 사형을 명령하고 해상에서 조업을 금지하며
수도 평양을 폐쇄했다고 한국정보기관이 27일(금) 국회의원들에게 말함.
국가정보원은 북한은 해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 및 소금
생산을 금지했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던 한국내 제약사 1곳에 대한 해킹
시도에 실패했다고 밝힘. 북한 감시단체들은 최근 중국국경 폐쇄로 밀수가 끊긴 뒤
외화 사용처를 거의 찾지 못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힘.
북한당국은 바이든 전부통령의 당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음.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말을 인용, “북한은 트럼프와의 우호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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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든 행정부를 대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
다”고 전함.
https://www.voanews.com/covid-19-pandemic/south-korea-agency-says-north-koreaexecuted-people-shut-capital

3. 김정은은 현재로서 바이든과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한국국회
의원들이 말해

Kim Jong Un Doesn’t Want

a Fight with Biden for Now, South Korean Lawmakers Say
The Wall Street Journal | Andrew Jeong | Nov. 27
한국국회의원들에 따르면,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와의 협상이 트럼프 대
통령과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희망과 초조를 동시에 보이고 있
음.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통상 취임식으로부터 수주나 수개월 내에 무기실험으로
차기정권을 맞이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유예기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그들은 김정은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따라 대미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며, 북한은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팀
임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김이 미국에 대해 조심함은 내부경제의 혼란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함.
북한은 금년 초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폐쇄했는
데,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간의 무
역이 올해 약5% 감소했음.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탕 및 조미료 등
식품의 가격이 4배나 상승함. 코로나바이러스가 의도치 않게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북한은 11만 톤의 쌀을 제공하겠다는 중국측의 식량원조 제안을 거절했음.
https://www.wsj.com/articles/kim-jong-un-doesnt-want-to-pick-a-fight-with-biden-for-nowsouth-korean-lawmakers-say-11606475879

4. 일본 및 한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자살이 급증함을 보고 역병
만연 스트레스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Japan and South Korea see surge of suicides among young
women, raising new questions about pandemic stress
The Washington Post | Simon Denyer, Akiko Kashiwagi | Nov. 29
일본 및 한국 젊은 여성의 자살률 급증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외로움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하계조사 결과
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이 전월에 자살을 심각히 고려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8년
관측치의 2배 수준임. 지난 10월 영국 정신의학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봉쇄 첫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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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안 자살하려는 생각이 증가했고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
일본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자살자가 총2,513명으로 5년여만에 최고치에
달했고 여성 자살률의 증가폭이 더 증대함. 일본은 이미 선진7개국 중 가장 높은 자
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11년 자살자가 16,000여명에 달하는 등 일본보다
자살률이 더 높음.
일본 사회봉사단체들은 10대 및 젊은 여성들이 핫라인 및 트위터나 온라인 포럼
에 자살관련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담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함. 우에다 미치코
와세다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많은 계약직 여성들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자살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서울의 자살률이 상반기에 4.8% 증가했는데, 이 또한 젊은 여성층 위주임.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소장에 따르면, 인간관계 결핍이 모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되는
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고용부담 및 학령기아동 돌봄 부담을 느낌. 일본과
한국에서 지난 1년 간 있었던 여러 유명인사들의 자살도 양국의 자살률 증가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japan-suicides-pandemicwomen/2020/11/28/0617e3a2-fdbd-11ea-b0e4-350e4e60cc91_story.html

5.

“베트남모형”이 북한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 안보요인이 자
본을 막아

The Implausibility of the ‘Vietnam

Model; for North Korea: The Security Factor Shut Capital
The Japan Times | Khang Vu | Nov. 30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2018년 4월 첫 정상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2019
년 하노이정상회담 등에서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형에 대한 선호를 드러냄. 이는 북
한이 서구의 투자를 끌어내고자 미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임.
그러나 북한이 과연 베트남모형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듦. 북한체제 내부
의 모순과 권력상실의 두려움이 경제개혁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
구, 이 주장은 북한이 내부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임. 왜냐
하면 북한이 아직 한국과 전쟁 중이기 때문임. 베트남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
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안보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임.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안보환경 개
선이 필수적이며, 베트남모형을 살펴본 결과 이를 평양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임.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20/11/30/commentary/world-commentary/vietnammodel-north-korea/

6. 김치, 한중간에 문화적 반목을 일으켜
3

Kimchi ferments cultural feu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BC | Dec. 1
중국이 한국 전통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false
report)”에 대해 한국이 반박하고 나섬. 김치논란은 한국과 중국 간 가장 최근에 발
생한 문화적 불화임.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이에 앞서 중국의 김치제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맞춰 제정됐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
고 보도해 논란을 촉발시켰음.
하지만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01년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했고 김치의 공식 영어명칭이 “Kimchi”로 정해졌음. 환구
시보가 ISO표준인가를 받았다는 김치는 중국 쓰촨성의 염장채소로 한국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드러남.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통김치와 쓰촨 김치를 모두 “파
오차이(paocai)”라고 부르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임. ISO문서는 이번 식품규격이 “김
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불구, 일부 중국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
음.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129805

7. 미국, 중국을 북한관련 “노골적” 위반으로 고발하고,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해

U.S. accuses China of

'flagrant' North Korea violations, offers $5 million reward
Reuters | David Brunnstrom | Dec. 1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고 고발하고, 중국의 제재회피 관련정보를 제공한 인사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보
상을 제공함. 미국은 또한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행해진 사이버절도의
자금세탁과정을 중국이 도왔다고 힐난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a-northkorea-china/u-s-accuses-china-of-flagrant-northkorea-violations-offers-5-million-reward-idUSKBN28B540

8. 중국과 한국, 판다와 절인 채소를 놓고 충돌해
China and Korea Clash Over Pandas and Pickled Vegetables
The Wall Street Journal | Nathaniel Taplin | Dec. 1
중국의 파오차이가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0로부터 표준인가를 받자 중국 관영
언론은 이것이 김치시장의 국제표준이 됐다고 보도함. 한국의 매체들과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1.29(일) 한국 김치가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으며 파오차이와 김치
를 동일시할 수 없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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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는 한국의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가 중국의 상장인 판다를 만진 것
을 두고 감염위험이 있다며 논란거리가 되었음.
https://www.wsj.com/articles/china-and-korea-clash-over-pandas-and-pickled-vegetables11606837637?mod=searchresults_pos1&page=1

9. 중국이 김치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있는가? 일부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Is China

Laying Claim to Kimchi, Too? Some South Koreans Think So
The New York Times | Youmi Kim and Mike Ives | Dec. 1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를 둘러싼 양국의 논쟁은 한국의 네티즌 및 국가
기관 사이에 강력한 반발을 일으킴. 이는 또한 한중간 북핵문제, BTS의 6.25 역사 논
쟁, 한국 김치의 대중국 수입의존 문제 등을 재조명케 함. 세계 김치연구소는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제조공정 및 발효단계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김치가 한국
의 고유식품임을 강조함.
https://www.nytimes.com/2020/12/01/world/asia/south-korea-china-kimchipaocai.html?searchResultPosition=1

10. 트럼프행정부, 중국과 북한을 목표로 한 보상계획을 개시해
Trump administration launches rewards program targeting
North Korea and China
The Washington Post | Carol Morello | Dec. 1
미국국무부는 1일(화) 북한의 제재회피 사례를 제보한 데 대한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함. 제보는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수 있고, 북한의 불법 금
융거래 및 제재회피 관련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증강을 위한 자금조달
을 지원하며 북한의 제재회피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북제재 실패의 주범
으로 꼽음.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us-korea-sanctions-rewardprogram/2020/12/01/535216b0-33e1-11eb-afe6-e4dbee9689f8_story.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한국이 북핵보다 더 미국에게 중요해

South Korea

Matters More to the United States Than North Korea’s Nu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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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 S. Nathan Park | Nov. 30
중국이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 도전국인 상황에서 한국은 냉전 시 서독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필수적 동맹국으로 떠오름. 미국은 한국을 독립적 관심사로
보고 동맹관계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오늘날 한국은 러시아나 브라질보다 더 강대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하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막강하며 과소평가된 군사대국임. 트럼프 집권 후 한국의 대미
여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데, 이는 바이든 정권에게 중요한 과제임. 트럼프
집권 하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내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부심이 상승하여 한미관계가 변곡점에 놓임.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심각히

받아들임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100% 얻지는 못함을 의미함.
그 대신 미국은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더 위대한 이상을 지향하고
동맹국들을 자국의 위치에 더 가깝도록 하면서 한국을 설득해야 할 것임. 이는
미국의

인내심과

끈기를

필요로

할

것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국제기후변화, 자유무역, 교역증진과 같은
다방면의 사안들을 함께 다뤄야 할 것임. 미국은 한국을 대할 때 오랫동안
북한이라는

주요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라는

시선에서

접근했으나,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
https://foreignpolicy.com/2020/11/30/south-korea-biden-priority-north-korea-nuclearweapons-alliance/

２.

제재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 아닌 이유
Why sanctions are not the way to fix relations with North Korea
World Economic Forum | Geoffrey See | Nov. 30

강원도에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하는 지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를 허용할 의사
가 있는 지는 강원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과정(peace process) 가운데 다음 단계
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을 지를 좌우할 것임.
북한의 강원도는 남북협력에 특별한 상징성을 지님. 2006년 이전까지 만해도 일본
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일본이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가한 후 북한의
대외무역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음. 이는 북한이 강원도에 상당한 국비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됨. 현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은 경제관계의 다변화가
북한의 자치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함을 깨우침.
미국은 강원도와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을 다시 연결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이는 북한과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력을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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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신뢰관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미국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협상
실패를 현실적으로 보고 이런 연결장치들을 활용하여 북미관계에서 더 광범위한 상
호작용을 구축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더 잘 보호하고 핵확산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임.
https://www.weforum.org/agenda/2020/11/sanctions-not-fix-relations-north-korea/

3. 트럼프의 인기영합주의에 대한 공포가 미국의 동맹들을 구할 지
몰라

Fear of Trump’s Populism Might Save American Alliances

Foreign Affairs | Daniel H. Nexon and Jeffrey A. Stacey | Dec. 3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지만, 방위비분
담금 관련논란이 미국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 논쟁을 불지르고 동맹관계를 위협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줌.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인기영합주의 논쟁의 위협을 손쉽
게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더욱 평등한 안보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임. 그는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재착수해야 하며 양국관계의 악
화가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저하시킴을 강조해야 함.
https://fam.ag/36DW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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